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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마이닝과 생존분석을 이용한 취업성과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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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수저계급론이라는 말이 이슈화되면서 든든한 가족배경이 없이는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없는 시대라는 것에 젊은 세대들은 절망감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 속에서 본 연구는 가족배경이 취업성과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개인의 다른 특성들과는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떠
한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취업의 성과를 주관적 지표인 일자
리 만족도와 객관적 지표인 졸업 후 취업까지의 소요기간 두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가족배경과
개인특성이 서로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두 가지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
석결과, 개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요인들은 괜찮은 일자리로의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학력은 괜찮은 일자리 취업을 위한 개인 노력의 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주요용어 : 수저계급론, 취업성과, 가족배경, 데이터 마이닝, 생존분석

1.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 라는 영어식 표
현에서 비롯된 수저계급론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수저계급론은 부모의
재산과 소득, 직업, 학력 등 가족배경을 수저에 빗댄 것으로, 3포 세대(연애, 결혼, 출
산 포기)에서 5포 세대(3포 세대에 대인관계, 주택 구입 포기 추가)를 거쳐 최근 7포
세대(5포 세대에 희망, 꿈 포기 추가)로 불리는 젊은 세대가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
으며,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족배경에 의해 이미 정해진 사회 계급은 바뀌지 않
는다는 자조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수저계급론에서 계급은 전적으로 부모의 재산과 소득, 직업, 그리고 학력 등 가족
배경에 의해 결정되는데, 가족배경이 좋을 경우 고급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아지고,
이는 학업 성취도를 높여 취업까지 유리한 반면, 가족배경이 안 좋을 경우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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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러한 기회가 적어 괜찮은 일자리로의 취업이 어렵고 학자금 대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결국, 든든한 가족배경이 없이는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없는 시대라는 것에 젊은 세대들은 절망감을 표하고 있는 실정인
데, 이러한 현실은 최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 수준이 높고, 이는 질 좋
은 취업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들로 인해 뒷받침되고 있다(조우현, 2004; 윤형호, 김
성준, 2009; 조주영, 2012; Nardi, Yang, 2016).
그렇다면, 가족배경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개인의 다른 특성과는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
요할까? 이에 대한 대답은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선행연구들이 가족배경 또는 개인특성이 각각 취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고, 개인의 노력
으로 가족배경을 극복할 수는 없는지, 취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요구되어 지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각 선행연구마다 취업의
성과를 몇몇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의한 후 모든 대상에게 그 기준을 일괄적으로 동
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본인의 일자리에 대해 얼마나 만족
하는지와 같은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취업의 성과를 정의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의 성과를 주관적 지표인 일자리 만
족도와 객관적 지표인 졸업 후 취업까지의 소요기간 두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가족배
경과 개인특성이 서로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가족배경과 취업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가족배경 및 개인특성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한 연구방법론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통해 취업성과에 미치는
가족배경과 개인특성의 영향을 알아보고, 마지막 장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과 더불어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에 대해 언급한다.

2. 선행연구
2.1 가족배경
가족배경은 가족 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경제적, 심리적 자원과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방하남, 김기헌, 2002), 대체적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일컫
는다(김수혜, 2010).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주로 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으로 대
표되며, 세대 간에 대물림 되는 경우가 많아 자녀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교육성과와 취업성과이다.
먼저 교육성과 측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구인회(2003)는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이혼·별거 가족의 청소년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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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한부모가족을 경험한 청소년,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은
학력연수와 대학진학률, 진학고교유형 등에 있어서 낮은 수준의 성취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김현주(2007)는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 등 가족배경과 가정의 사회․문
화적 자원인 사교육비 및 부모의 관심도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하였고, 장상수(2014)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습시간이 더 길
고, 학습시간이 길수록 성적이 더 높음을 보였다.
가족배경은 교육성과를 매개로 하거나 직접적으로 직업적 지위획득, 즉 취업성과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주영(2012)은 부모의 높은 학력과 소득수준은
대졸자의 괜찮은 일자리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윤형호와 김성준
(2009)은 가계소득과 자녀의 대학졸업 후 초기임금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고소득
층 자녀들의 대졸초임이 저소득층 자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부모의 소
득격차가 자녀의 소득격차로 연결됨을 보였다. 최필선과 민인식(2015)은 자녀의 교육
수준 및 교육성과와 함께 노동시장 진입 및 성과를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부모의 교
육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4년제 대학진학률 및 수능성적, 임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 소득이동성이 제한되고 사회계층이 대물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가족배경이 일자리 획득이나 임금수준 등 취업성과에
여전히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족배경이 취업성과 측면에서 개인의 특성과 어떠한 연관
성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2.2 취업성과
취업의 성과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취업여부, 취업까지 소요기간, 고용형태, 임금
수준, 일자리 만족도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규용과 김용현(2003)은 노동
시장의 원활한 이행과 경제적 보상의 관점에서 일자리 이행기간과 임금수준을 취업성
과로 정의하였으며, 조우현(2004)은 임금성장 가능성이 있는 직종인지 여부와 노동력
상태(취업/실업/비경제활동)로 취업성과를 정의하였다.
취업의 성과를 단일 측면이 아닌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괜찮은 일
자리’로 정의하였던 연구들을 살펴보면, 조주영(2012)은 취업성과에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적인 차원도 반영하기 위해 괜찮은 일자리를 ‘고용형태와 임금, 회사
규모, 사회보장 여부를 동시에 고려하여 임금이 중위값 이상이고 고용형태가 상용직
이며 사회보험을 적용받는 회사규모가 100인 이상인 일자리’로 정의하였다. 최옥금
(2006)은 괜찮은 일자리를 임금과 고용의 안정성,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괜찮은 일자리1은 ‘임금일자리와 비임금일자리를 모두
포함하고, 소득이 각 중위소득의 1/2 이상이며, 취업이 안정적인 경우’로, 괜찮은 일자
리2는 ‘임금일자리만 포함하고, 소득이 중위임금의 1/2 이상이며, 취업이 안정적이고,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로, 괜찮은 일자리3은 ‘임금일자리와 비임금일자리를 모
두 포함하고, 소득이 각 중위소득의 2/3 이상이며, 취업이 안정적인 경우’로, 괜찮은
일자리4는 ‘임금일자리만 포함하며, 소득이 중위임금의 2/3 이상, 취업이 안정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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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이는 좋은 일자리에 괜찮은 노동이라는
개념을 적용한 결과로, 빈곤에 빠지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
의 질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취업의 성과를 일자리 만족도와 취업까지의
소요기간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가족배경과 개인특성이 이 두 가지 취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일자리 만족도는 임금 또는
소득, 고용의 안정성, 근무환경(시설, 안전, 위생상태 등), 일하는 시간(근로시간, 근무
일수), 개인의 발전가능성, 인간관계, 복리후생제도(사회보험 및 부가급부), 인사체계
(승진제도),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하고 있는 일의 자율성과 권한, 일자리
에 대한 사회적 평판, 하는 일과 자신의 적성·흥미의 일치 등 12가지 항목에 대해 측
정한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취업까지 소요기간은 졸업이후 첫
일자리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으로 정의하였다.
2.3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본 연구는 가족배경과 취업성과 간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
들을 보인다.
첫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가족배경과 개인특성의 개별요인들이 취업성과에 미치
는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배경과 개인특성의 요인들을 도출함과 더불어 영향요
인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정의할 때, 모든 대상자에게
임금, 회사규모 등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괜찮은 일자리
로 분류되었음에도 당사자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 괜찮은 일자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
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의 질을 나타낼 수 있
는 임금이나 고용의 안정성 등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 대상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낀 만
족도를 기준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정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상자가 각 항목에 대해
생각하는 중요도를 가중치로 고려하여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계산하였다.
즉, 중요하게 생각한 항목에 대해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취업성과를 일자리 만족도와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의 두 가지 측면에
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가족배경과 개인특성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
력의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분석하였다.

3. 연구방법
3.1 분석기법
3.1.1 데이터 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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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마이닝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의미가 있는 패턴이나 지식을 추출하
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Bery & Linoff, 1997; Witten & Frank, 2005)로 정의할 수 있
는데, 제조 분야, 유통 분야, 금융 분야, 통신 분야, 의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
사결정자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
한 데이터 마이닝에는 분류 분석(classification analysis), 군집 분석(clustering
analysis), 연관성 분석(association rules analysis) 등이 있는데, 이 중 분류 분석은 관
측대상을 사전에 정의해 놓은 목표변수의 범주로 분류하기 위한 패턴을 도출하는 기
법으로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가 있다.
의사결정나무 기법은 서로 이질적인 목표변수 값을 갖는 관측대상들이 포함된
parent node를 점차 유사한 관측대상들이 포함된 여러 child node로 분할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사용할 나무구조(분류 패턴)를 생성하는데, 그
생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의사결정나무에서 사용할 각 독립변수를 대상으로 그 독립변수의 변수 값에
따라 parent node에 포함된 관측대상을 여러 작은 child node로 분할한 후, child
node의 평균 순수도가 가장 높아지게 분할한 독립변수를 해당 parent node에서의 분
할 변수로 선정을 하게 된다. Node의 순수도는 node에 포함된 관측대상들이 갖는 목
표변수 값의 다양성 정도를 의미하며, entropy index, gini index, 또는 chi square 등
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분할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가 분할된 child node에 속하는 관측대상
들의 수가 사용자가 지정한 수치보다 작거나, 그 child node의 순수도가 사용자가 지
정한 수치보다 크게 되면 분할 작업을 멈추게 된다. 의사결정나무에서 생성된 분류
패턴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설명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장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 기법의 여러 알고리즘 중 우수한 성능으로 인해 기존
연구들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C4.5 알고리즘을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C4.5 알고리즘은
entropy index의  (gain ratio)를 분할 기준으로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는 parent node의 집합이고,  는 관측대상 가 독립변수 에 대해 가지는 값이
며,  는 독립변수 가 가지는 값들의 집합이다. 독립변수 에 대한 
(information gain)는 위 식과 같이 entropy  의 항목으로 정의되는데, entropy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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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child node 내에서 목표변수 값이 인 관측대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를 분류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면, ID와 같이 다양한 값을 가지는 독립변수들이
높은  를 가지게 되어 중요한 독립변수로 선정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은
이러한  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를 intrinsic value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는
데, intrinsic value는 분할된 child node의 수와 child node들 내에 존재하는 관측대상
의 수를 고려하여 계산한 entropy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목표변수를 일자리 만족도(괜찮은 일자리/보통 일자리/미취업)로 선
정하여, 일자리 만족도에 대한 분류 패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1.2 생존분석
생존분석은 반응변수가 관심 있는 사건의 발생 시간일 때, 사건의 발생률과 그에
미치는 요인을 찾아 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김양진, 2013). 생존분석에서는
분석결과의 과대추정을 피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종료 시점까지 사건이 발생
하지 않은 중도절단자료(censored data)를 함께 고려한다. 본 연구에서는 반응변수를
졸업 후 취업까지의 기간(개월)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여기서,   는 번째 관측대상이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을, 졸업이후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졸업 이후 조사시점까지 기간을 나타내며,  는 취업 여부
를 나타낸다.
반응변수  에 대한 함수로는 생존함수  와 위험함수 , 누적위험함수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 ≥ 
  ≤  ≤   ∆ 
  lim   lim 
∆
∆  
∆→
∆→


  

   log 


생존함수는 조사 당시 미취업상태로 있을 확률인 생존율을, 위험함수는 임의의 시
점 에서 취업할 확률인 순간위험률을 나타낸다. 위 식을 바탕으로 생존시간에 대한
함수를 추정한 후, Cox 회귀모델을 이용하여 공변량과 위험함수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 Cox 회귀모델에서 위험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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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p   ⋯     
여기서  는 모든 공변량이 0일 때의 위험률인 기저 위험함수(baseline hazard)
를 나타낸다. 공변량이 위험률에 미치는 영향은 위험함수의 비로 설명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   
 exp       ′ ⋯       ′ 

 ′⋯   ′ 
여기서 exp     ⋯ 는 공변량   에 대한 효과이며 위험비(hazard ratio)로
해석된다. 위 식에서 좌변은 시간 의 함수이지만 우변은 위험률의 비로 공변량의 효
과가 시간에 의존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비례위험모형(proportional hazard
function)이라고 하는데, 이때 공변량에 대해 비례위험 가정이 성립되어야 한다. 만약
비례위험 가정이 위배될 경우, 이는 시간에 따라 공변량에 대한 효과가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다루기 위한 대안 중 하나는 공변량과 시간의 교호작용을 모
형에 추가하여 시간가변효과를 고려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존분석을 이용하여 졸업이후 첫 일자리로 취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개월)과 가족배경 및 개인특성이 취업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3.2 분석데이터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2013 대졸자직업이동경로
조사(2013GOMS)’자료로서, 본 데이터는 2012년 8월과 2013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한
18,16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취업 및 진학 현황, 가족정보, 구직활동, 인구통계학 정보
등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GOMS 데이터에서 졸업이후 아르바이트를 제외한 일자리 정
보가 있는 자를 취업자로 정의하였으며, 졸업학기 시작시점부터 졸업시점 사이에 취업
한 경우 졸업과 동시에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교대 및 의대 전공자는 대부
분 졸업 후 취업이 연계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졸업당시
30세 이상인 자는 주요 선행연구들에서 청년층의 나이를 15~29세로 정의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구직활동이 활발한 시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규 대졸자를 분
석대상으로 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
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11,522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3.3 일자리 만족도 영향요인 간 패턴 도출
3.3.1 목표변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일자리를 어떠한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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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지만, 결국 괜찮은 일자리라는 것은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의 만족도를 종합적으
로 고려했을 때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3.1>과 같이 취업자가 일자리 취업 시 중요하게 생각한 사항들을 12가지 만족도
항목과 매칭한 후 각 만족도 항목에 대한 가중치로 사용하였다. 그 후, 12가지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가중 평균하여 목표변수인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계산하였는
데, 만족도 항목 중 취업 시 중요하게 생각한 사항이 두 개 이상 매칭된 항목은 해당
사항들의 평균값을 가중치로 사용하였으며, 매칭이 어려운 만족도 항목은 중요도 ‘보
통’에 해당하는 3점을 가중치로 부여하였다. 만족도 항목    ⋯  에 대한 전
반적인 만족도는 아래와 같이 산출된다.


 만족도 × 중요도


 



일자리 만족도  

중요도 



 

또한, 2013GOMS 데이터의 경우 2012년 8월과 2013년 2월 졸업자들이 분석대상으
로, 졸업시점과 설문응답 시점(2014년 9월 1일) 간 기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 여부 판단 시 모든 분석대상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졸업
후 18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를 취업으로 정의하였고, 만족도는 첫 직장에 대한 만
족도를 사용하였다.
<표 3.1> 일자리 만족도 항목과 각 항목별 가중치
No

만족도 항목

일자리 취업 시 중요도 항목(가중치)

1

임금 또는 소득

근로소득

2

고용의 안정성

직장(고용)의 안정성

3

근무환경(시설, 안전, 위생상태 등)

근무환경

4

일하는 시간(근로시간, 근무일수)

근로시간, 업무량

5

개인의 발전가능성

개인 발전가능성

6

인간관계

3점(보통) 부여

7

복리후생제도(사회보험 및 부가급부)

복리후생

8

인사체계(승진제도)

3점(보통) 부여

9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10

하고 있는 일의 자율성과 권한

3점(보통) 부여

11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평판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평판

12

하는 일과 자신의 적성·흥미의 일치

자신의 적성·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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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데이터 균형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분류 분석 시 주의해야 할 점들 중 하나는 목표변
수의 범주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다. 데이터 마이닝은 분석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통
해 모델을 구축하게 되는데 목표변수 내에 특정 범주에 해당하는 관측대상의 수가 다
른 범주에 속하는 관측대상의 수 보다 월등히 많을 경우 관측대상의 수가 많은 범주
에 대한 학습이 그렇지 않은 범주에 대한 학습보다 많이 이루어져 특정 범주만을 잘
분류하는 편향된 분류 모델이 구축되게 된다. 따라서 분류 모델 구축 전 목표변수 내
에 존재하는 범주들의 비율을 맞추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표변수인 일자리 만족도는 괜찮은 일자리/보통 일자리/미취업의 3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범주별 관측대상의 수는 괜찮은 일자리가 3,983명, 보통
일자리가 4,295명, 미취업이 3,244명으로 목표변수의 범주 분포가 편향되어 있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더샘플링(under-sampling)을 통해 범주의 비율을 맞추는 작업
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 9,732명(괜찮은 일자리: 3,244명, 보통 일자리:
3,244명, 미취업: 3,244명)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셋을 취업성과 분류 모델 개발을 위한
최종 데이터 셋으로 이용하였다.
3.3.3 독립변수
모델 구축 시에 사용할 독립변수들은 목표변수 분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
을 문헌조사 및 전문가 토의를 통해 선정하게 되지만, 이 변수들은 아직 구축하려는
모델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독립변수 후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립변수 후보들 중에는 목표변수를 분류하거나 평가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변수들을 제거한 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목표변수의 분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류 모델에 포함된다면 모델의 분류 성능을 저하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Dash, Liu,
1997).
이렇게 여러 독립변수 후보들 중에서 목표변수 분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들
을 선정하는 작업을 변수선정이라고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델 구축 시에 사용하게
될 분류 알고리즘인 의사결정나무에 적합한 독립변수의 집합을 찾기 위해 래퍼 방식
의 하나인 역방향 제거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변수의 중요도는 chi-square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역방향 제거 방식은 최초에 모든 독립변수 후보들을 모델에 넣고 모델을
구축한 후 성능을 평가한다. 그 후 모든 독립변수 후보들을 대상으로 중요도를 산정
하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성이 떨어지는 변수 하나를 제거한 후 다시 모델을 개발하
여 그 성능을 평가한다. 그 이후에도 역시 독립변수 후보 하나가 제거된 데이터에서
잔류된 독립변수 후보들만을 사용하여 다시 중요도를 산정하고 가장 작은 중요도를
보이는 변수를 하나 제거하여 다시 모델을 구축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
해 나감으로써 적절한 반복 횟수 또는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주는 시점에서 반복을
정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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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 중 하나인 chi-square
는 다음과 같이 변수의 중요도를 계산한다.






 

     
, 여기서     




목표변수가 개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개의 변수 값을 가지는 한 독립변수
의 중요도는, 빈도수로 구성된  ×  매트릭스에서 각 셀별 관찰빈도수(   )와 기대빈
도수(   ) 사이의 편차 합으로 계산된다. 기대빈도수는 변수 값이 각 셀 내에서 동일한
빈도수로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온 것으로, 각 셀별 동일한 값을 가진다. 관찰
빈도수와 기대빈도수의 차이가 클수록 해당 독립변수의 중요도는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 만족도 분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표 3.2>에 나와 있는
가족배경 관련 변수 5개와 개인특성 관련 변수 45개를 합쳐 전체 50개 변수를 독립변
수 후보로 사용하였다.
<표 3.2> 독립변수 목록
변수명

범주

아버지의 최종학력

중졸 이하/고졸/대졸 이상

어머니의 최종학력

중졸 이하/고졸/대졸 이상

가족

아버지의 직업

경영/건설/제조/기타/무직,사망

배경

어머니의 직업

경영/영업/음식/기타/무직,사망

입학당시 부모님 월평균 소득
(단위:만원)

100 미만/100∼200/200∼300/300∼400/400∼500
/500∼700/700∼1,000/1,000 이상

학점(4.5 만점)

3.0 미만/3.0∼3.5/3.5~4.0/4.0 이상

재학 중 일자리 경험

경험 있음/경험 없음

재학 중 일자리 개수

없음/1개/2개/3개 이상

어학연수 경험

경험 있음/경험 없음

어학연수 횟수

없음/1회/2회/3회 이상

개인
특성

미국

경험 있음/경험 없음

캐나다

경험 있음/경험 없음

호주/뉴질랜드

경험 있음/경험 없음

영국 등 유럽지역
어학연수
일본
국가
중국

경험 있음/경험 없음
경험 있음/경험 없음
경험 있음/경험 없음

필리핀, 동남아시아

경험 있음/경험 없음

러시아

경험 있음/경험 없음

그 외 국가

경험 있음/경험 없음

영어시험 등급

우수자(1,2등급)/비우수자(그 외 등급)/미응시

영어 말하기시험 등급

우수자(1,2등급)/비우수자(그 외 등급)/미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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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시험
성
졸업당시 연령
본분교
국공사립 구분
주야구분

일본어/중국어/기타/미응시
남성/여성
24세 미만/24∼26세/27∼29세
본교/분교/캠퍼스
국립/사립/공립/기타
주간/야간

입학편입

입학/편입

전공계열

인문/사회/공학/자연/예체능

대학유형

전문대/4년제

학교소재권역

서울권/경인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

(취업이전)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경험

경험 있음/경험 없음

(취업이전)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횟수

없음/1회/2회/3회

(취업이전)

건설, 기계

경험 있음/경험 없음

전기, 전자

경험 있음/경험 없음

컴퓨터
직업관련
서비스
교육 및 훈
경영, 사무
련분야
교육, 법률, 사회복지
그 외
(취업이전) 정부지원훈련
직업관련
개인선택의 교육훈련
교육 및 훈
그 외
련유형

자격증
유형

경험 있음/경험 없음
경험 있음/경험 없음
경험 있음/경험 없음
경험 있음/경험 없음
경험 있음/경험 없음
경험 있음/경험 없음
경험 있음/경험 없음
경험 있음/경험 없음

자격증 보유 여부

보유/미보유

자격증 보유 개수

없음/1개/2개/3개

국가전문자격

보유/미보유

국가기술자격

보유/미보유

민간자격

보유/미보유

외국자격
자격증 도움정도

11

보유/미보유
도움 됨/도움 안 됨

3.3.4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근무시작일까지 소요시간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은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객관적인 취업성과의 지표로 볼 수 있다(이규용, 김용현, 2003). 본 절에서는 앞서 주
관적 취업성과 지표인 일자리 만족도와 더불어 객관적 취업성과 지표인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에 가족배경 및 개인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은 대학을 졸업한 달(2012년 8월 또는 2013년 2월)부터 첫
일자리에 취업한 달까지 걸린 기간(개월)으로 정의하였으며, 졸업학기 중에 취업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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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졸업한 달에 취업한 경우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요기간을
0으로 정의하였다. 첫 일자리 근무시작일이 졸업학기가 시작한 달(2012년 3월 또는
2012년 9월)보다 이전인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졸업 후 취업까지 소요기간에 대한 분석은 비모수적 방법인 Kaplan-Meier 방법을
이용하여, 졸업생의 절반이 취업할 때까지 걸린 기간을 의미하는 취업기간의 중앙값
을 계산하였으며, 가족배경과 개인특성 요인에 따른 취업기간도 함께 살펴보았다. 또
한 Cox 회귀모델을 적용하여, 가족배경과 개인특성이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가족배경과 개인특성을 고려할 때 앞서 일자리 만족도 영향요인 간 패턴 도출
시 중요변수로 선정된 12개의 독립변수(개인특성 변수 10개와 가족배경 변수 2개)를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일자리 만족도 영향요인 간 패턴 도출결과
본 연구에서는 오픈소스 데이터 마이닝 툴인 Weka ver.3.6.11을 이용하여 일자리
만족도 분류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분류 알고리즘으로 C4.5 기반의 의사결정나무 알고
리즘을 이용하였다. 도출된 분류 패턴의 과잉적합(over-fitting)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leaf node의 최소 관측대상은 30명으로 설정하였다.
<표 4.1>의 초기 50개 독립변수 후보들에 앞서 언급한 역방향 제거 변수선정 기
법을 적용하여 분류 모델을 구축한 결과, 최종적으로 표에 나와 있는 12개의 변수가
독립변수로 선정되었다. 개인특성 관련 변수로는 성, 나이, 재학 중 일자리 개수, 전공
계열, 학교소재권역, 국공사립구분, 대학유형, 학점, 영어 말하기 시험, 영어 시험의 10
개 변수가, 가족배경 관련 변수로는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의 2개 변수가 선정되
었다.
<표 4.1> 분류 모델의 최종변수
변수명

변수값

목표변수
일자리 만족도

a: 괜찮은 일자리, b: 보통 일자리, c: 미취업

독립변수: 개인특성
성

1: 남성, 2: 여성

졸업당시 연령

1: 24세 미만, 2: 24∼26세, 3: 27∼29세

재학 중 일자리 개수

0: 없음, 1: 1개, 2: 2개, 3: 3개 이상

전공계열

1: 인문, 2: 사회, 4: 공학, 5: 자연, 7: 예체능

학교소재권역

1: 서울권, 2: 경인권, 3: 충청권, 4: 영남권, 5: 호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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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사립구분

1: 국립, 2: 공립, 3: 사립, 4: 기타

대학유형

1: 전문대, 2: 4년제

학점

1: 3.0 미만, 2: 3.0 이상 3.5 미만, 3: 3.5 이상 4.0 미만, 4: 4.0 이상

영어 말하기시험 등급

0: 미응시, 1: 비우수자, 2: 우수자

영어시험 등급

0: 미응시, 1: 비우수자, 2: 우수자

독립변수: 가족배경
아버지 학력

1: 중졸 이하, 2: 고졸, 3: 대졸 이상

어머니 학력

1: 중졸 이하, 2: 고졸, 3: 대졸 이상

의사결정나무 분류 모델에 의해 도출된 분류 패턴 중 leaf node의 관측대상이 30
명 이상이면서 각 목표변수 범주에 속할 확률이 높은 상위 10개 패턴을 확인하였는
데, 본 연구에서는 취업성과와 관련하여 주요 관심사인 괜찮은 일자리와 미취업 패턴
에 초점을 두고 결과를 정리하였다. 괜찮은 일자리와 미취업의 상위 10개 패턴은 <그
림 4.1> 및 <그림 4.2>와 같으며, 이 패턴들의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성이 root node로 선정되어 일자리 만족도를 분류하는데 가장 중요한 독
립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괜찮은 일자리 취업 확률이 높은 상위 10개 패턴 중 남
성과 관련된 패턴은 7개로 여성과 관련된 패턴(3개)보다 많아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
성에 비해 본인이 만족하는 괜찮은 일자리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남성이면서 전공계열이 사회이고 영어 말하기 시험 등급이 우수한 경우
졸업 후 18개월 내에 괜찮은 일자리로 취업할 확률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여성의 경우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전공계열이 사회이고 영어 말하기 시
험 등급이 우수한 경우 괜찮은 일자리로 취업할 확률(53.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남성(66.7%)에 비해 그 확률이 13.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본인이 만족하는 일자리로 취업할 확률이 높음을
보여준다.
네 번째, 남성이면서 전공계열이 공학이고 영어시험 등급이 비우수자인 경우, 어머
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이면 취업자의 졸업대학이 국립인지 여부가 괜찮은 일자리 취업
확률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이하면 취
업자의 졸업학점이 4.0 이상으로 우수한지 여부가 괜찮은 일자리 취업 확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어머니의 학력이 괜찮은 일자리로
취업하는데 필요한 노력의 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개인의
노력으로 가족배경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 번째, 괜찮은 일자리 취업 확률이 높은 상위 10개 패턴 중 전공계열이 사회
또는 공학인 경우가 8개로 일반적으로 사회나 공학 전공자들이 본인이 만족하는 괜찮
은 일자리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 4년제 국립대학에서 자연계열 전공으로 졸업한 영어 말하기 점수가 없
는 24세 미만의 남성은 졸업 후 18개월 동안 미취업일 확률이 82.5%로 상당히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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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일곱 번째, 영어 말하기 시험에는 미응시 했지만, 재학 중 일자리 경험도 있고 영
어 시험 점수와 학점이 매우 우수한 여성의 경우 미취업일 확률이 57.6%인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취업이 가능함에도 더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하여 현재 취업을 보류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여덟 번째, 미취업 가능성이 높은 상위 10개 패턴 중 전공계열이 포함된 패턴은 8
개였으며, 그 중 전공계열이 인문, 자연, 예체능인 경우가 7개로 나타났다. 이는 괜찮
은 일자리 취업 확률이 높은 상위 10개 패턴 중 8개의 패턴에서 사회 및 공학 계열이
포함되어 있던 점과는 대비되는 모습으로 전공계열이 일자리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홉 번째, 미취업 확률이 높은 상위 10개 패턴 중 여성과 관련된 패턴은 7개로
남성과 관련된 패턴 3개 보다 많아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미취업 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취업 확률이 높은 상위 10개 패턴 중 가족배경과 관련된 패턴은 2
개로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이 각각 하나씩 포함되어있지만 미취업에 가족배경은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괜찮은 일자리 상위 10개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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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미취업 상위 10개 패턴

4.2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근무시작일까지 소요기간 분석결과
4.2.1 Kalpan-Meier 분석 결과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근무시작일까지의 소요기간을 비모수적 방법인 KaplanMeier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2> 및 <그림 4.3>과 같다. 졸업 이후
취업률이 50%가 되는 시점인 취업기간의 중앙값은 5개월로 나타났으며, 전체 11,522
명 중 취업자 비율은 71.9%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별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취업률이 높을수록 졸업
생의 50%가 취업하는데 걸린 기간은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률과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취업기간의 중앙값을 개인특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남성(3개월)이 여
성(6개월)에 비해 취업소요기간이 짧았으며, 졸업당시 연령은 높을수록 짧아지는 경향
을 보였다. 전공계열별로는 공학(3개월)이 가장 짧았으며, 이어서 사회(4개월), 예체능
(6개월), 자연(7개월) 순으로 짧게 나타났고, 학교소재권역별로는 경인권과 충청권(4개
월), 서울권과 영남권(5개월), 호남권(6개월) 순으로 짧게 나타났다. 대학 유형별로는
전문대(4개월)가 4년제 대학(5개월)에 비해 짧았고, 학점 구간대별로는 4.0 이상(4개
월)이 가장 짧게 나타났으며, 3.0 이상 4.0 미만은 5개월, 3.0 미만은 7개월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말하기 시험 점수 등급별로는 우수자, 비우수자, 미응시
자가 각각 2개월, 3개월, 5개월로 성적이 우수할수록 취업기간이 짧게 소요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영어시험 점수 등급별로는 우수자(4개월)가, 비우수자(5개월)에 비해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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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재학 중 일자리 경험 횟수는 많을수록 취업할 때까지의 소요기간이 짧게 나타
났다. 가족배경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주요 독립변수별 취업까지의 소요기간
(단위:%, 개월)

성
졸업당시
연령

전공계열

학교소재
권역

국공사립
구분
대학유형

취업기간

변수명

취업률

전체

71.9

중앙값
5.0

73.5
69.9
70.2
72.6
77.5
67.7
74.7
76.0
65.4
69.6
69.1
73.5
74.7
71.2
71.6
68.7
75.0
72.6
75.0
73.3
71.3

3.0
6.0
5.0
4.0
3.0
8.0
4.0
3.0
7.0
6.0
5.0
4.0
4.0
5.0
6.0
6.0
1.0
4.0
0.5
4.0
5.0

개인특성
남성
여성
24세 미만
24∼26세
27∼29세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예체능
서울권
경인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국립
공립
사립
기타
전문대
4년제

변수명

취업률

개인특성
3.0미만
3.0이상 3.5미만
학점
3.5이상 4.0미만
4.0이상
영어
미응시
비우수자
말하기시험
우수자
등급
미응시
영어시험
비우수자
등급
우수자
없음
재학 중
1개
2개
일자리 개수
3개 이상
가족배경
중졸 이하
아버지 학력
고졸
대졸 이상
어머니 학력

취업기간
중앙값

69.3
72.7
72.3
70.5
71.1
76.4
81.4
72.8
70.2
71.8
68.4
72.2
75.2
77.4

7.0
5.0
5.0
4.0
5.0
3.0
2.0
4.0
5.0
4.0
6.0
4.0
3.0
3.0

74.1
73.4
69.5

4.0
4.0
5.0

중졸 이하

74.6

3.0

고졸

73.0

4.0

대졸 이상

67.8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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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주요 독립변수별 생존함수(계속)

4.2.2 Cox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Cox 회귀모델을 이용하여 가족배경과 개인특성이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위해 각 독립변수별로 비례위험가정 만족여부를 확인하였
다. 비례위험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이는 시간에 따라 독립변수의 효과가 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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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간과의 교호작용을 모델에 추가함으로써 시간가변효과를 고
려하였다. 개인특성 중에서는 ‘성별’, ‘대학 전공’, ‘학교소재권역’, ‘학점’, ‘영어시험 등
급’이 비례위험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배경 중에서는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은 모두 비례위험 가정을 만족하지 않아 이러한 변수들에 대해
서는 취업 후 경과시간과의 교호작용을 모델에 함께 고려하였다.
개인특성과 가족배경 요인들이 각각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
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특성 중 ‘국공립사립 구분’이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 ‘국공립사립 구분’을 제외한 모든 변수(교호작용 포함)를 고려하여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은 졸업과 동
시에 취업할 가능성이 여성의 1.16배로 나타났으며, 졸업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남성
과 여성 간 취업할 가능성의 차이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당시 연령은 졸업 후 경과시간에 상관없이 24세 미만과 24∼26세의 경우, 취
업할 가능성이 각각 27∼29세의 0.84배, 0.87배로 졸업 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 계열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가능성이 예체능 계열
의 0.91배로 나타났고, 사회 계열과 공학 계열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가능성이 각각
예체능 계열의 1.15배, 1.32배로 나타나 사회 계열과 공학 계열이 인문 계열이나 예체
능 계열에 비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학
계열의 경우 졸업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예체능 계열과의 취업가능성의 차이는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소재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권, 경인권, 충청권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가능
성이 각각 호남권의 1.17배, 1.13배, 1.18배로 호남권에 비해 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 졸업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대부분 지역과 호남권 간 취업할 가능성
의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문대의 경우 졸업 후 경과시간에 상관없이 취업할 가능
성이 4년제의 1.08배로 나타났으며, 학점은 4.0 이상을 기준으로 낮아질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말하기시험 등급의 경우 졸업 후 경과시간에 상관없이 비우수자와 미응시자
는 취업할 가능성이 각각 우수자의 0.83배, 0.72배로 나타났고, 영어시험 등급의 경우,
비우수자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가능성이 우수자의 0.83배로 나타나, 영어 말하기시
험 등급과 영어시험 등급이 높을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 중 일자리 개수별로 살펴보면, 경험이 없는 경우와 1개인 경우 취업할 가능
성은 각각 일자리 개수가 3개 이상일 경우의 0.76배, 0.87배로 재학 중 일자리 개수가
많을수록 취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배경 중 하나인 아버지 학력은 졸업 후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학력이 자녀의 노동시장 지
위획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녀의 학력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했던 Blauk, Duncan(1967)과 방하남, 김기헌(2001)의 연구결과에서 그 원인을 찾
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가족배경으로 어머니 학력은 중졸 이하일 경우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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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가능성이 대졸 이상인 경우의 1.14배로, 어머니의 학력이 낮
을수록 자녀가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 조우현
(2004)은 아버지의 고학력은 자녀의 비경제활동인구화 경향을 낳는다고 하였는데, 어
머니의 학력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보자면 능력 있는 부모로 인해 자녀의 경제활동
부담이 줄어들면서 취업을 늦추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4.3> Cox 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성
(ref=여성)
졸업당시 연령
(ref=27~29세)

전공계열
(ref=예체능)

개인
특성

학교소재권역
(ref=호남권)

대학유형(ref=4년제)

학점
(ref=4.0이상)

영어 말하기시험 등급
(ref=우수자)
영어시험 등급
(ref=우수자)

남성
남성*졸업 후 경과기간
24세 미만
24~26세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인문*졸업 후 경과기간
사회*졸업 후 경과기간
공학*졸업 후 경과기간
자연*졸업 후 경과기간
서울권
경인권
충청권
영남권
서울권*졸업 후 경과기간
경인권*졸업 후 경과기간
충청권*졸업 후 경과기간
영남권*졸업 후 경과기간
전문대
3.0미만
3.0이상 3.5미만
3.5이상 4.0미만
3.0미만*졸업 후 경과기간
3.0이상 3.5미만*졸업 후 경과기간
3.5이상 4.0미만*졸업 후 경과기간
미응시
비우수자
미응시
비우수자
미응시*졸업 후 경과기간
비우수자*졸업 후 경과기간

beta

SE

HR

0.144***
0.023***
-0.177***
-0.136***
-0.094*
0.142***
0.276***
-0.030
0.004
-0.004
-0.018**
-0.011
0.155***
0.121**
0.164***
0.055
-0.036***
-0.016**
-0.015*
-0.014*
0.080**
-0.338***
-0.143***
-0.064*
0.033***
0.026***
0.016***
-0.333***
-0.185**
-0.099
-0.190***
0.014
0.015

0.034
0.005
0.049
0.044
0.054
0.047
0.046
0.053
0.007
0.007
0.007
0.008
0.054
0.052
0.056
0.053
0.008
0.007
0.008
0.008
0.031
0.082
0.042
0.034
0.012
0.006
0.005
0.069
0.077
0.063
0.062
0.010
0.010

1.155
1.023
0.838
0.873
0.910
1.152
1.318
0.970
1.004
0.996
0.982
0.990
1.168
1.129
1.178
1.057
0.965
0.984
0.985
0.986
1.083
0.713
0.867
0.938
1.034
1.026
1.016
0.717
0.831
0.906
0.827
1.0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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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개인
특성

재학 중
일자리 개수
(ref=3개 이상)
아버지 학력
(ref=대졸이상)

가족
배경
어머니 학력
(ref=대졸이상)

없음
1개
2개
중졸 이하
고졸
중졸 이하*졸업 후 경과기간
고졸*졸업 후 경과기간
중졸 이하
고졸
중졸 이하*졸업 후 경과기간
고졸*졸업 후 경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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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a

SE

HR

-0.274***
-0.135***
-0.055
0.009
-0.004
0.001
0.006
0.128**
0.060
-0.003
0.006

0.036
0.036
0.041
0.058
0.035
0.009
0.005
0.060
0.039
0.009
0.006

0.761
0.873
0.946
1.009
0.996
1.001
1.006
1.137
1.062
0.997
1.006

주 : *, **, ***는 각각 10%, 5%, 1%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5. 결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수저계급론이라는 말이 이슈화되면서 든든한 가족배경이 없
이는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없는 시대라는 것에 젊은 세대들은 절망감을 표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 속에서 본 연구는 가족배경이 취업성과에 대
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일자리 유형별로 개인의 다른 특성들과는 어
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
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의 성과를 주관
적 지표인 일자리 만족도와 객관적 지표인 졸업 후 취업까지의 소요기간 두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가족배경과 개인특성이 서로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두 가지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취업성과를 일자리 만족도 관점에서 살펴본 괜찮은 일자리의 경우 개인
특성으로는 성, 졸업당시 연령, 재학 중 일자리 개수, 전공계열, 학교소재권역, 국공사
립구분, 대학유형, 학점, 영어 말하기시험 점수 등급, 영어시험 점수 등급 등이 괜찮은
일자리로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배경으로는
어머니의 학력이 괜찮은 일자리 취업을 위한 개인 노력의 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의 소득과 같은 다른 가족배경들은 괜찮은 일자리로의 취업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배경이 괜찮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위한 개인 노력의 양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영향력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학력이나 재력이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괜찮은 일자리를 임금 및 근로
소득의 양, 복지수준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의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
구에서는 대상자들이 본인의 일자리에 대해 다양한 항목에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주관
적 기준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정의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가
족배경이 눈으로 보여 지는 객관적 측면의 취업성과에는 영향을 미치나,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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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일자리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 측면의 취업성과에는 큰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성과를 졸업 후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취업가능성 관점에서 살펴보
면, 개인특성 측면에서는 남성, 졸업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공학계열과 사회계열 전공,
경인권과 충청권, 서울권 소재 학교, 전문대, 학점이 우수할수록, 영어 말하기시험 점
수 등급과 영어시험 점수 등급이 높을수록, 재학 중 일자리 경험 횟수가 많을수록 대
학 졸업 후 취업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배경 측면에서는 흔히 예상
하는 바와는 달리 아버지의 학력은 유의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이하일 때
취업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의 학력이 자녀의 취업에
미치는 효과는 자녀의 학력을 매개로 할 때 간접적으로만 나타나고(Blau, Duncan,
1967; 방하남, 김기헌, 2001), 아버지의 높은 교육수준이 자녀의 비경제활동인구화 경
향을 낳는다는(조우현, 2004) 선행연구들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가족배경은 취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
려우나 취업을 위한 개인 노력의 양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가
족배경보다는 개인의 노력이 취업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배경이 뒷받
침되지 않더라도 본인의 역량을 키우는데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민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
의 두 가지 측면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를 더욱 향상시켜나가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배경을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계급론적 측면을 고려해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바라보았다. 하지만 가정 내 의사소통, 부모자식 간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 요인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자녀의 학업성취 등에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이 있다. 최희숙(2008)은 부모자식 간 신뢰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자식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고, 이세용(1997)은 부모와 자식 간의 정서적인 연대는 자식의 성취동기와
목표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쳐 자식의 사회경제적 성취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함께 사회적 자본
을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가족배경을 정의하고 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가족배경을 극복하고 취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요구되는 개인의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족배경이 개인특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순 있지
만,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가족배경과 개인
특성 간 관계에 대한 분석은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대학유형이나
전공계열 등의 특성은 개인의 노력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일 수도 있으나, 그 형성
과정에서 가족배경이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Blau, Duncan,
1967; 방하남, 김기헌, 2001). 따라서 개인특성이 취업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
도 이 역시 가족배경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향후 연구에
서는 가족배경과 개인특성 간 연관성과 더불어 영향관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2016년 8월 10일 접수, 2016년 9월 23일 수정, 2016년 10월 25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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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ing the factors and the patterns affecting the
quality of employment using data mining and survival
analysis: focusing on family background and individual
characters1)
Shin Seulbi2) ․ Choi Keunho3) ․ Lim Chansoo4)
Abstract
Recently, the spoon theory, one of burning issues, reflects younger generations’frustrations
that they can’t guarantee the quality of life without wealthy and influential family background.
Depending on the issu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family background,
associated with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the quality of employments, and what efforts
should be done to escape from the status using data mining and survival analysis. We
considered the quality of employment, in terms of job satisfaction(decent job) and time to
employment after graduation.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personal characters are
direct factors influencing on decent job and that parents’ education influences on the degree
of personal effort for employment. We hope that the result of our study will be able to
mitigate the problem resulting from the issue as well as recognize it.

Key words : Spoon theory, quality of employment, family background, data
mining, survival analysis

1) A part of this study was presented in 2016 Employment Panel Conference.
2) PhD student, Department of Biostatistics and Computing,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E-mail: shinyseuli@naver.com
3) (Corresponding author) Research fellow, Labor welfare research institute, 8, Beodeunaruro 2-gil, Yeongdeungpo-gu, Seoul 07254, Korea. E-mail: keunho@kcomwel.or.kr
4) Deputy director,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Statistics Korea, 713 Hanbatdaero, Seo-Gu,
Daejeon 35220, Korea, E-mail: chancetime@korea.kr

